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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카메라를 사용하여 특정 객체를 인식하는 소프트

웨어에서는 기본적으로 카메라로 입력되는 영상을 

처리하여 다양한 객체를 추출하는 기술 개발이 중요

하다. 입력된 영상으로부터 특정 객체를 추출하기 위

한 기존 연구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

분은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한 환경이 각각 달라서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적용할 경우 

기존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성능과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중에서 특히 카메라를 이용한 

다양한 객체 인식은 이를 가공하여 충분히 의미 있는 

결과를 음성정보로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

개발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특정한 객체를 인식한 후,

이를 음성으로 제공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주요 기술

로 TTS(Text To Speech)가 있다. Fig. 1은 TTS 엔

진의 일반적인 구성요소를 보여준다[1].

현재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TTS는 일상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보조수단이다. TTS는 문자로 표

현된 정보를 소리로 들어야만 하는 시각 장애인들이

나, 자기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하기 힘든 언어 장애

인, 그리고 지적 장애인에게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기존의 음성합성 시스템들은 텍스트를 포함한 사

진을 결과물로 가공하여 문자를 인식한 후, 음성합성

을 구현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본 논문에서는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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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라가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객체들 중에서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여 이에 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들에

게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2. 연구내용과 방법
2.1 관련 연구

카메라로부터 입력된 영상을 사용하여 객체를 인

식하기 위한 주요 알고리즘으로 SIFT, SURF 등의 

많은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다[2-3]. 카메라로 취득되

는 일반적인 정보 중에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문자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 비젼 분야에서 많

이 연구되고 있는 광학 문자 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은 스캐너나 카메라로 획득된 영상을 컴

퓨터에서 편집 가능하도록 디지털화 시키는 것이다.

주요 방법으로는 패턴 정합법(pattern matching)과 

구조 분석법(structure analysis)이 있다[3-8].

스마트폰을 이용한 실시간 광학문자 인식은 카메

라로부터 얻어지는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문

자정보를 추출하여 실시간 음성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각장애인들에 아주 유용하다. 그

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하드웨어 사양

과 관련기술이 해결해야하는 문제점들이 많아서 시

각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는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얼굴 인식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것은 PCA(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성분 

분석), LDA(Linear discriminant analysis; 선형 판

별 분석), 그리고 EBGM(Elastic Bunch Graph

Matching) 등이 있다. PCA 알고리즘은 얼굴 사진에

서 미세한 오차는 제외하고 주된 특징들만을 분석하

는 방법으로 효율성이 높지만 조명이나 표정의 변화

가 있을 경우 구분이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LDA는 

통계학과 형태 인식에 쓰이는 방법으로 사물이나 형

태를 이루는 선들의 조합과 특징을 분석하는 기법이

며, EBGM은 앞의 두 알고리즘이 선형 분석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것과는 달리, 실제 얼굴 이미지가 담

고 있는 비선형적인 요소를 비교하는 기법이다[9].

카메라를 이용하여 객체를 인식하기 위한 오픈 소

스인 OpenCV는 스마트폰 플랫폼의 한 종류인 안드

로이드를 위해 다양한 API와 알고리즘을 제공한다.

이를 잘 활용하면 카메라로 입력되는 영상에서 다양

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 OpenCV에서 제공하는 

기술 중에서 전방에 있는 얼굴을 인식하는 알고리즘

으로 Multi-Scale LBP(Local Binary Pattern)가 있

으며 이를 응용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연구되고 있다

[10-12]. 영상의 텍스쳐(texture)를 분류하기 위한 용

로로 개발된 LBP는 얼굴인식과 같은 분야에 응용되

고 있다. LBP는 영상의 모든 픽셀에 대해 해당 픽셀

의 주변 3×3 영역에서 각 픽셀이 가지는 상대적인 

밝기 변화를 2진수로 코딩한 인덱스 값이다. 중앙 픽

셀보다 밝으면 1, 어두우면 0으로 코딩한 후, 이 값들

을 연결한 이진수를 로컬 텍스쳐의 인덱스로 활용한

다. Fig. 2는 LBP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미지를 가공

하는지를 보여준다.

위의 그림에서 원 영상의 중심 화소(밝기 값: 5)에

서 그 주위에 있는 8개의 화소에 대하여 상대적인 

밝기 값을 가져와서 비교한 후, 비교되는 픽셀이 더 

Fig. 1. Main component of the TTS Engine.

Fig. 2. Example of the image processing using the LBP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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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으면 1, 어두우면 0으로 설정하고 이 값들을 좌측 

중앙에서 반 시계방향으로 읽으면서 이진화한다. 이

후 각 화소별로 계산된 인덱스 값에 대하여 히스토그

램을 구하여 영상 영역에 대한 텍스쳐 모델로 활용한

다. LBP를 얼굴인식에 활용하는 방법을 Fig. 3에 나

타냈다.

얼굴인식에 적용되는 LBP는 얼굴영역을 일정한 

크기의 블록으로 분할한 후, 각 블록에 대하여 LBP

히스토그램을 구한 후, 구해진 히스토그램을 일렬로 

연결한 벡터를 최종 feature로 사용하는 방법과 이를 

응용한 방법들이 사용된다.

2.2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이용한 객체 인식과 음성 정
보 제공

시각장애인들과 관련된 스마트폰의 주요 기술은 

음성 자동 변환 기능인 TTS, 그리고 음성인식 기능

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기능을 이용한 추가적인 어플

리케이션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스마트폰

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는 카메라 외에도 GPS, 자이

로스코프, 가속도 센서, 기압계, 나침반, 지문 인식,

동작 인식, GPS, A-GPS, GLONASS, 심박측정기,

그리고 근접 센서가 있다. 이러한 센서들로부터 수집

되는 데이터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처리하면, 시각 장

애인들에게 카메라로 인식되는 다양한 객체들의 보

다 상세한 정보를 TTS 기술과 조합하여 음성으로 

안내해 줄 수 있다.

카메라를 사용한 객체 인식에서 어려운 점은 시맨

틱 갭(Semantic gap)으로,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얼굴

인식에 있어서도, 옆모습, 뒷모습, 마스크 착용, 그리

고 안경을 착용한 경우 등이 발생할 경우, 컴퓨터는 

객체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사람으

로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중적인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얼굴을 인식하는 

어플리케이션 구현에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Ca-

mera.Face 클래스를 이용하면 카메라 정면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다. 이것을 응용하면 정

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한 후, 이

와 관련된 정보를 장애인들에게 음성으로 안내해 줄 

수 있다[12-17].

안드로이드의 plug’n play는 최적의 소프트웨어 

구현을 위해 다른 구성요소를 조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문자인식을 통한 음성합성시스템인 TTS

의 구현에 있어서도 다양한 엔진을 사용할 수 있다.

TTS 주요엔진으로는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SVOX Pico”가 있으며, 국내의 단말

기에는 일반적으로 “삼성 TTS”도 설치되어 있다.

3. 소프트웨어 설계
3.1 스마트폰의 TTS 설정과 개발

스마트폰의 카메라를 사용하여, 전방에서 인식된 

사람들의 얼굴에 대한 정보를 Textview로 출력한 

후, 이를 음성합성 TTS 기술과 연동하여 실시간 음

성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Fig. 4에 스마트폰에서 

TTS의 설정환경을 확인하는 예를 나타낸다.

안드로이드 기반의 TTS 애플리케이션 개발은 

android.speech.tts 패키지를 설치해야하고, Text-

ToSpeech 클래스를 사용한다.

3.2 GoF Strategy Pattern 적용
기존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되는 

다양하고 많은 수의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효율적으

로 테스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하여 디자

인 패턴을 활용할 수 있다.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는 

알고리즘의 선택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결정하지 못했을 경

Fig. 3. Face detection method using LBP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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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당장은 효율이 떨어져도 개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후, 추후 알고리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GoF의 전략패턴

(Strategy Pattern)을 설계에 적용하면 현재 개발하

고 있는 알고리즘이나 추후 개발될 알고리즘에 대한 

추상화를 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어플리케이션 개발 

일정의 큰 지장 없이 독립적으로 추가적인 알고리즘

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하여 소프트웨

어를 분산하여 개발할 수 있다[18]. 전략 패턴을 사용

하여 시각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설계 예를 Fig.

5에 나타낸다.

위의 다이어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사용자 어플리

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Context 객체는 추상화된 

ObjectDetectStrategy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여, 얼굴

을 인식할 수 있는 FaceDetectStrategy, 특정 객체의 

특이점 추출과 인식을 위한 SiftStrategy, SURF-

Strategy, 문자를 추출하는 Pattern Matching Strat-

egy, StructureAnalysisStrategy 등을 동적으로 호

출할 수 있게 된다. 각각의 알고리즘을 구현한 전략

(Strategy)들은 해당 결과 값을 사용자 어플리케이

션에 보여줄 수 있게 된다.

클래스 다이어그램에 나타난 클래스의 객체가 필

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객체들의 기능을 

호출하는 순서의 예는 Fig. 6에서 볼 수 있다.

위의 다이어그램에서 어플리케이션 사용자는 카

메라로 취득된 객체의 정보를 얻기 위해 obect-

DectectStart() 메서드로 client 객체를 호출한다. 다

음으로 client 객체는 getObjects() 메서드를 사용하

여 Context 객체를 호출한다. 호출된 Context 객체는 

현재 개발되고 있는 FaceDtectStrategy 객체의 알고

리즘을 호출하여 인식된 얼굴의 개수를 Context 객

체로 반환한다. 추가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추후 개발될 예정인 SiftStrategy 객체나 SURF-

Strategy 객체의 알고리즘도 순환적으로 호출하여 

인식된 객체들에 대한 정보를 되돌려 받는다.

Fig. 4. TTS setup example. 

Fig. 5. Example of the object-detection software design using the GoF strategy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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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얼굴인식 음성전달 방법의 구현
인식된 객체의 정보를 음성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

하여 TTS를 이용한다. 안드로이드에서 Main Thread

와 별도로 동작하는 TTS쓰레드 구현은 Handler

API와 메시지 큐를 이용해야한다. 주 쓰레드와 작업 

단위 쓰레드에서 메시지 큐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

고받는 방법을 Fig. 7에 나타낸다.

FaceDetectStrategy 클래스를 사용하여 얼굴을 

인식하기 위한 FaceDetectionListener의 주요 구현

을 Table 1에 나타낸다.

소스 코드에서 굵은 글씨체로 표시된 부분이 Main

Thread가 작업 쓰레드에게 사람얼굴을 검출한 결과

를 메시지 큐로 전송하는 부분이며, 메시지 전달을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Bundle 클래스를 이용한다.

시작되는 CameraActivity 클래스에서는 surface

의 생성후에 Context 클래스 사용한다. 0안드로이드

에서 제공되는 Camera.Face 클래스의 주요 메서드

는 오른쪽과 왼쪽 눈의 좌표를 얻어오는 rightEye()

와 leftEye() 메서드, 입의 중심좌표를 얻어오는 

mouth() 메서드, 얼굴의 영역을 얻어오는 rect() 메서

드, 그리고 얼굴 검출결과가 어느 정도의 신뢰도를 

가지는가를 0∼100의 숫자로 나타내는 score() 메서

드가 있다.

카메라 뷰의 위쪽에 있는 TextView에 몇 명의 사

람얼굴이 인식되었는지를 문자 정보로 나타낸다. 얼

굴을 인식하는 FaceOverlayView 클래스는 Camera-

View 위에서 Camera.Face 클래스의 rect() 메서드

를 사용하여 검출된 얼굴 영역을 사각형으로 보여준

다. 또한 score() 메서드를 사용하여 검출된 얼굴 영

역의 신뢰도를 나타냈는데, score() 메서드는 반환되

는 값이 50 이상일 때 사람 얼굴로 인식되도록 처리

한다.

구현된 소프트웨어의 테스트에 사용된 스마트폰

은 Sony의 XperizZ2(D6503), 삼성의 갤럭시S4(SHV-

E330k), 갤럭시S6Edge+를 사용하였다. Table 2에 

실험에 사용된 스마트폰의 주요 사양을 정리하였다.

Sony의 XperizZ2(D6503)와 삼성의 갤럭시S4

(SHV-E330k)는 4개의 코어를 사용하는 CPU를 채

택하였고 해상도는 둘 다 1920x1080인 것을 알 수 

있으며, 갤럭시S6Edge+는 8개의 코어를 사용하는 

CPU를 채택하였고, 해상도는 2560×1440인 것을 알 

수 있다.

Fig. 6. Example of the sequence diagram using the strategy pattern.

Fig. 7. Message passing sequence between Main Thread 
and a Th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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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ample of the FaceDetectionListener in the FaceDetectStrategy
private class FaceDetectStrategy extends ObjectDetectStrategy implemets Camera.FaceDetectionListener {

..........

public int algorithms() { ......

cameraActivity.getCamera().setFaceDetectionListener(this);

cameraActivity.getCamera().startFaceDetection(); ......

}

public void onFaceDetection(Face[] faces, Camera camera) {

messageTextView = (TextView)findViewById(R.id.messageText);

if (faces.length == 0){

messageTextView.setText( "전방에서 사람 얼굴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else{

mFaceView.setFaces(faces);

messageTextView.setText("전방에서 " + String.valueOf(faces.length) +

"명의 사람의 얼굴이 인식되었습니다.");

}

currentTTSText = messageTextView.getText().toString();

if(!currentTTSText.equals(savedTTSText)) {

Message sendMsg = faceDectectMessageHandler.obtainMessage();

Bundle bundle = new Bundle();

String msg = new String(currentTTSText);

bundle.putString("text", msg);

sendMsg.setData(bundle);

faceDectectMessageHandler.sendMessage(sendMsg);

savedTTSText = currentTTSText;

}

}

};

Table 2. Specifications of smart phones for simulation 
Model Specifications

Sony

Xperia Z2 D6503

∙ 32bit OS

∙ CPU: Qualcomm Snapdragon 801

MSM8974-AB(Quad-core, 2.3GHz, 3GB RAM)

∙ GPU: Adreno 330

∙ Resolution: 1920x1080 Pixels

∙ Aperture: f/2.0

GalaxyS4 LTE-A

(SHV-E330k)

∙ 32bit OS

∙ CPU: Qualcomm Snapdragon 800 (Quad-core, 2.3GHz, 2GB RAM)

∙ GPU: Adreno 330

∙ Resolution: 1920x1080 Pixels

∙ Aperture: f/2.2

GalaxyS6

Edge+

∙ 64bit OS

∙ CPU: ARM Holdings Cortex-A57 2.1GHz Quad-core, ARM Holdings

Cortex-A53 1.5GHz Quad-core

∙ GPU: ARM Holdings Mali T760 MP8 700 MHz

∙ Resolution: 2560x1440 Pixels

∙ Aperture: f/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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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스마트폰에서 구현된 앱을 실행한 후, 사

람의 얼굴이 인식되는 최대 거리를 측정하였고, 다가

오는 사람에 대하여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속

도를 측정하였다. 3개의 스마트폰에서 사람의 얼굴

이 인식되는 최대 거리를 테스트한 영상은 Fig. 8에

서 볼 수 있다.

근접거리에서 얼굴을 인식시킨 후, 실험자가 뒤로 

물러서면서 얼굴이 인식되는 최대거리에서 정지영

상을 포착하였다. 좌측의 영상은 Sony XperiaZ2가 

얼굴을 인식하는 최대 거리고, 중앙은 갤럭시S4가 

인식하는 최대 거리고, 우측은 갤럭시S6가 얼굴을 

인식하는 최대거리다. Sony XperiaZ2는 약 2.5m, 삼

성의 갤럭시S4는 약 3.5m, 갤럭시S6는 약 6.0m가 최

대 얼굴 인식 거리였다.

스마트폰을 정지시켜놓은 상태에서 정면에서 걸

어오는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속도에서 사람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한 결과는 Fig. 9에서 볼 

수 있다.

Sony XperiaZ2의 경우 약 0.3m/sec 이하인 경우 

얼굴인식이 가능하였고, 비슷한 사양의 삼성 갤럭시

Fig. 8. Maximum distance to detect face(Left: Sony XperiaZ2 D6503, Center: GalaxyS 4 LTE-A(SHV-E330k), Right: 
GalaxyS6 Edge+).

Fig. 9. Maximum walking speed to detect face (Left: Sony XperiaZ2 D6503, Center: GalaxyS 4 LTE-A(SHV-E330k), 
Right: GalaxyS6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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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의 경우도 사람의 걸음걸이 속도가 약 0.5m/sec

이하일 때, 얼굴인식이 가능하였다. 갤럭시S6의 경

우 보통사람의 걸음걸이(속도: 1m/sec)로 다가오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였다. Table 3에 실험 결과를 

요약했다.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얼굴을 인식하

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 6명의 실험참가자를 대상으

로 인식되는 얼굴의 개수와 거리를 측정하였다. Fig.

10에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다.

갤럭시S4의 경우 2.5m 내에서 6명의 실험참가자 

얼굴을 모두 인식하였고, 갤럭시S6의 경우 6m내에

서도 얼굴을 모두 인식하였다. 조명이 밝은 곳에서 

얼굴인식이 잘 되었으며, 스마트폰의 떨림도 인식하

는 얼굴의 숫자에 큰 영향을 미쳤다. Table 4는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실험 결과로 볼 때, 3개의 스마트폰 중에서 Sony

Xperia Z2, GalaxyS4의 경우는 전방에서 마주 오는 

사람을 제대로 인식하여 음성으로 전달해 주기 힘든 

것으로 판정되었다. 반면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

럭시S6Edge+의 경우 6m에서도 사람의 얼굴을 인식

하였고, 어느 정도 정상 걸음걸이로 걸어오는 사람에 

대하여 얼굴을 인식하여 음성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

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수한 성능을 보인 갤럭시S6Edge+와 다른 2대

의 스마트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갤럭시6에서는 

처리속도가 향상된 8개의 코어, 성능이 더 우수한 

GPU, 64bit 운영체제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한 갤

럭시S6에 장착된 카메라의 사양에서 조리개는 f/1.9

로 다른 스마트폰 보다 밝으며, 또 어두운 환경에서

도 밝고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서 

얼굴인식이 더 뛰어났던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결과를 볼 때, 대중적인 스마트폰을 사용하

여 앞에서 다가오는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 음성으로 전달하여 시각장애인들의 보행에 

도움을 주기위해서는 스마트폰 카메라모듈과 하드

웨어의 지속적인 성능향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및 향후 연구
스마트폰의 카메라로부터 취득되는 영상의 객체 

분석 기술과 TTS를 이용한 음성합성 기술은 문자를 

읽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문자를 읽을 수 없는 사람

(아이, 외국인 등), 난독증과 같은 학습장애인, 인지

Table 3. Simulation results according to three smart phones
Model Item Measured value

Sony Xperia Z2 D6503
Maximum distance 2.5m

Maximum speed 0.3m/sec

GalaxyS4 LTE-A (SHV-E330k)
Maximum distance 3.5m

Maximum speed 0.5m/sec

GalaxyS6

Edge+

Maximum distance 6.0m

Maximum speed 1m/sec

Fig. 10. Maximum detected faces according to smart phone (Left: GalaxyS 4 LTE-A(SHV-E330k), Right: GalaxyS6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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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노인, 그리고 다문화가족 등과 같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시각장애인에게 카메라로 인식된 객체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 안드로이드의 Camera.

Face 클래스와 TTS를 이용하여 인식된 얼굴을 음성

으로 전달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였다. 효율적

인 소프트웨어 설계를 위한 GoF의 Strategy 패턴을 

적용하였다. Face 클래스를 이용한 객체 인식 기능

을 우선적으로 구현하여 정면에서 다가오는 사람얼

굴을 인식한 후, 해당 정보를 TTS로 전달하였다.

서로 다른 3대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

굴을 인식하는 최대거리와 마주 오는 사람을 인식할 

수 있는 속도를 테스트하였다. 테스트 결과에서는 사

람의 얼굴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가 운영체

제의 처리 속도, CPU와 GPU의 성능, 그리고 카메라

의 성능(조리개, 해상도)가 주요한 요인이었으며, 어

두운 환경에서도 밝은 영상을 얻는 기술이 얼굴을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객체를 인식하기 위한 다양

한 알고리즘들이 현재 지속적으로 성능이 업그레이

드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다양한 센서들과 조합되면 

시각장애인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해 기존에 연구되고 있는 

컴퓨터 비전의 객체인식 분야 기술을 스마트폰에 적

용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객체인식 기술을 지속적

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객체를 탐색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의 최적화를 통하여 보다 높은 객체 인식률

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의 연구도 필요하며, 정면에

서 다가오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먼 거리에서 파악

하여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보다 해상도가 높

은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개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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